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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7년 12월2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5
기획,�디자인,�프론트개발
백엔드개발,�QA로 구성되어있습니다.

42
현재 42명의정직원과
함께일하고있습니다.

2
2개의모바일기술관련
특허를보유하고있습니다.

30
2022년 30억원의
매출을달성했습니다.

엑스티는 컨설팅,�기획,�디자인,�개발까지
모든역량을보유하고있는풀스택디지털기업입니다

풀스펙디지털에이전시



Plan/Strategy Design Frontend Backend QA

React/Vue
Angular
Swft/Java

JAVA
API
DB

Figma
Adobe�XD
Photoshop/AI

Figma�
PowerPoint

Micro�Team
Redmine

조직및구성

최고의전략과디자인안정적인개발능력품질을보장하는
QA까지체계적으로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



엑스티는현재까지지속적인성장을이뤄내고있습니다.
매출뿐아니라순이익의비율이높임으로써안정적인회사운영을이끌어나가고있습니다.

연간매출액증가추이
(단위 :�억원)

안정적인재무구조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자산총계 272,928,764 798,993,608 856,778,508 1,252,172,218

부채총계 184,888,153 437,668,928 497,826,017 771,479,436

자본금 20,000,000 20,000,000 20,000,000 20,000,000

자본총계 88,040,611 361,324,680 358,952,491 480,692,782

매출액 984,789,000 2,198,486,491 2,068,125,666 3,061,826,120

영업손익 73,618,283 274,908,996 96,779,894 224,338,333

당기순이익 68,040,611 273,284,069 95,627,811 221,740,291

9.8

21.9 20.6

30.6

0.7 2.7 0.9 2.2

18년 19년 20년 21년

매출 경상이익



인증된엑스티의기업가치와기술력

엑스티는미래지향적인기술우위를바탕으로경쟁력을확보한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주관하는이노비즈와메인비즈기업으로선정되었습니다.

또한,�사용자의도를파악할수있는어플리케이션서비스기술을개발및특허를보유하고있습니다.
이를통해모바일어플리케이션을사용하는사용자의도를파악하여특정어플리케이션을자동으로실행시키거나
실행을추천하는서비스를도입할수있어모바일프로젝트에활용할수있습니다.



Work



엑스티개발방식 디자인/프론트엔드/백엔드동시진행

PLAN DESIGN FRONTEND BACKEND
Q
A

Q
A QA

React
Vue
Angular

ERD
DB
API

Figma
Adobe�XD

엑스티장점

엑스티는 React�,�Vue�,�Angular를 담당하는프론트와 DB,�API를 담당하는백엔드로구분되어있어
기획이완료가되면디자인,�프론트개발,�백앤드개발을동시에시작할수있어기능의누락,�화면의틀어짐이
발생하지않고개발시간까지단축하면서프로젝트를수행해오고있습니다.



개발프로세스 AS-IS

기존개발방식은기획→�디자인→�퍼블리싱→개발로진행되는순차적인구조였습니다.�
이럴경우퍼블리싱은디자인이나올때까지,�개발은퍼블리싱나올때까지대기할수밖에없어앞단계에서
일정이딜레이되면전체프로젝트일정이미루어질수밖에없는구조였습니다.

기존 HTML�개발방식

기획 디자인 퍼블리싱 개발

기존개발의단점

- 디자인시안의컨펌이늦어지거나,�수정이계속되면전체일정이딜레이되는현상발생

- 퍼블리싱과스크립트를개발파트에서다시재사용하여화면이틀어지거나스크립트가동작을하지않거나충동하는현상발생

- 디자인에서기획요소가누락되어개발까지진행되었다가다시롤백되는현상발생



개발프로세스 BY�XT

엑스티는최신개발트랜드에맞춘,�퍼블리싱파트를없애고,�개발을프론트엔드와백엔드로구분하여진행합니다.
기획이완료가되면디자인,�프론트개발,�백앤드개발을동시에시작할수있어기능의누락,�화면의틀어짐,�
개발효율성,�무엇보다개발시간을단축시킬수있어최종적으로는전체비용까지줄이는효과를가져올수있습니다.

엑스티개발방식

기획

디자인/프론트엔드/백엔드동시진행

디자인 프론트엔드
퍼블리싱

백엔드
개발

엑스티개발의장점

- 디자인이늦어져도프론트/백엔드기능개발부터진행가능

- 프론트엔드에서화면개발을진행하기때문에화면이틀어지거나스크립트에러발생하지않음

- 기획파트에서작업파트로다이렉트로전달되기때문에누락될요소가없음

- 전문 QA파트가별도로구성되어체계적이고전문적인테스트와품질관리가가능

QA



프로세스

엑스티는다양한프로젝트경험을통해하나의방법론으로는실제프로젝트진행시많은제약사항과
현실적인어려움이있다는것을경험하고이를개선하기위해,�엑스티만의프로젝트방법론으로
다양한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진행해오고있습니다.

엑스티는요구사항정의부터시안및가이드컨펌전단계까지는폭포수방법론을,�시안/가이드컨펌이후엔애자일방법론을적용하고있습니다.

전체요건정의 시안/가이드 테스크별배포/테스트

요건정의
↓

프론트설계
↓

백앤드설계
↓

디자인/백앤드
↓

프론트엔드
↓
배포
↓
QA

디자인가이드

프론트컨펌넌트

백앤드 DB/API

X��n

요건정의
↓

프론트설계
↓

백앤드설계
↓

디자인/백앤드
↓

프론트엔드
↓
배포
↓
QA

요건정의
↓

프론트설계
↓

백앤드설계
↓

디자인/백앤드
↓

프론트엔드
↓
배포
↓
QA

요건정의
↓

프론트설계
↓

백앤드설계
↓

디자인/백앤드
↓

프론트엔드
↓
배포
↓
QA

통합테스트

작업자테스트

현업테스트

사용자테스트

성능테스트

오픈

Agile Waterfall



프로젝트매니지먼트

엑스티는마이크로소프트팀즈를통해프로젝트를효과적으로관리하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이는현업과도함께공유하고커뮤니케이션할수있어현재진행상태,�교착상태등을한눈에확인하고
미리리스크를조치하고해결하며프로젝트를진행하고있습니다.

팀즈플래너를통해일정과진행상태를실시간으로체크할수있는프로젝트관리툴로각테스트별,�
담당자별진행/교착/완료상태를확인하고관리할수있습니다.

팀즈메신저를커뮤니케이션툴로사용하고있습니다.�기본적인메신저기능외
에파일을전송,�공유하는등다양한기능을지원되어원할하게커뮤니케이션하
고있습니다.

[엑스티실제활용사례  팀즈플래너] [엑스티실제활용사례  팀즈메신저]



기획

엑스티의모든기획문서는오피스365를통해하나의문서로공유하면서진행하면서
서로다른문서버전을보면서디자인하거나개발하던실수를없애고기획문서를수정한내역과
이력이자동관리되고표기되어효율적으로기획문서를며진행하고있습니다.

[엑스티오피스365�기획 문서공유및버전관리] [엑스티실제활용사례  구글드라이브활용]

https://www.office.com/

오피스365를통해모든기획문서가공유되어각기획자,�각 파트담당자가
하나의최신화된파일로업무진행이가능하고,�변경되는내역도실시간으로
반영되어확인하고커뮤니케이션할수있습니다.

https://www.google.co.kr/drive/apps.html

구글드라이브는보안이나오피스계정이없는현업환경이있는경우에
오피스365와함께사용할수도있습니다.�오피스공유에서작업후구글드
라이브를통해문서를공유할수도있습니다.

https://www.office.com/
https://www.google.co.kr/drive/apps.html


디자인

엑스티의디자인은 UI/UX�전용툴인 FIGMA를통해디자인작업을진행합니다.�
FIGMA는웹기반의디자인프로그램으로실시간공유가가능하여현재디자인작업내용을어디에서든
확인이가능하여별도요청없이디자인파일을활용하실수있습니다.

[엑스티실제활용사례  FIGMA]

https://www.figma.com/

FIGMA는실시간으로협업이가능하고개발툴바를통해수치값을바로확인
할수있어별도의디자인가이드라인이필요가없어시간이단축할수있습
니다.�또한모든페이지를메뉴별혹은한화면에서확인이가능합니다.

[엑스티실제활용사례  ADOBE�XD]

https://www.adobe.com/products/xd.html

ADOBE�XD 는 프로토타입을제작및공유할수있는 UX/UI�디자인도구로
한눈에모든디자인확인이가능하고,�공통요소를관리하여한번에변경할
수있습니다.�또한 애니메이션기능과 UI요소애니메이션을제공합니다.

https://www.google.co.kr/drive/apps.html
https://www.adobe.com/products/xd.html


프론트엔드개발

엑스티의프론트개발은 React�Native,�React�JS,�Vue�Native,�Vue�JS로프로젝트를수행해오고있습니다.
이러한개발방식은하이브리드앱개발 Framework이며리소스를웹서버를통해WebView로로딩하지않고
Native와 통신하여로딩하기때문에하이브리드웹앱(Native�+�React/Vue�등)�보다는성능이높으며
속도감있는어플리케이션으로구축할수있습니다.

• 컴퍼넌트기반의개발방식을사용하여소스코드의재사용률을극대화합니다.

• IOS와안드로이드앱을같은소스코드로개발하여버그가발생해도하나의소스코드만수정하면해결되어유지보수비용이네이티브앱보다적게소요됩니다.

• 소스코드를수정하면다시빌드하여확인하는네이티브앱방식과달리,�수정후다시빌드하지않고실시간으로수정내용확인이가능합니다.

• 엑스티의리엑트개발표준을통해 IOS와안드로이드앱을일관성있게개발할수있습니다.

• 오픈소스로많은라이브러리가있어다양한네이티브기능을추가할수있습니다.

[React�Native�Souce Code][React�Native�Architecture]



백엔드개발

엑스티는개발환경,�네이밍,�형상관리,�보안등어플리케이션개발에필요한부분을표준화하여개발하고있어,�
별도의싱크과정없이현재시스템에서안정적인개발과운영이가능합니다.

• OWASP�Top�10�및 국정원발표취약점가이드준수 - 소프트웨어보안약점진단가이드(2019.6)�준수하여개발하고있습니다.

• 원청사의내부보안진단가이드및시큐어코딩가이드를준수하며개발하고있습니다.

• 취약점진단전문인력및진단도구를활용하고(취약성점검별도),�진단환경,�점검결과및조치방안,�확인결과등을포함한보고서를제출하고조치하고있습니다.

개발환경
Standardization

개발플랫폼 (Java,�Apache,�Tomcat,�MariaDB)

개발 툴및프레임웍 (Eclipse,�Gradle,�Spring�Framework,�Mybatis,�React,�React�Native)�

개발 가이드 프로그램밍가이드,�데이타베이스가이드

네이밍 (메타데이터)�게시판

보안,�개인정보관리 SSL,�개발 보안가이드(Secure�Coding)��및 보안관련유틸리티

개인정보관리프로세스및시스템

형상관리소스검증배포 형상관리 서버 (Git, Sub Version)

Code�Inspection(CheckStyle,�PMD,�FindBugs)��Continuous�Integration�서버(Jenkins)

어플리케이션
개발표준화

데이터표준화준수 영업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통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하여 설계 및 개발
영업관리 시스템과 연계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정합성 체크를 반드시 수행하고 로그를 유지해하도록 설계 및 개
발데이터 설계 프로세스를 따라 데이터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
데이터 전환은 단위/통합 테스트를 통해 계획하고 검증 및 에러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로세스로 진행



QA

엑스티는기획자가테스트하는것이아닌전문 QA인력이진행하여전문성높은테스트를진행하고있습니다.
국내에서많이사용하고있는스마트폰단말기를다량보유하고있으며,�Apache�Jakarta�프로젝트를
사용하여자체적으로성능테스트를진행하고있습니다.

국내스마트폰판매순위 10기종(IOS,�ANDROID�각각) 이상
단말기를보유하고있습니다.�내부 장비대장을이용하여체
계적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다양한단말기보유

테스트할사용자수및반복횟수등을설정해목표결
과를설정후해당목표에도달할때까지개선하면서
테스트를진행합니다.

성능테스트

서비스실체타겟층을대상으로앱사용성테스트를진행합니다.�
사용성테스트후나온개선사항은논의후반영합니다.

사용자테스트

[TPS�Test�결과예시]

[응답시간결과예시]

[사용자테스트예시][엑스티보유단말기]



Reference



엑스티는 2011년부터지금까지많은프로젝트의수행을통해다양한비즈니스의노하우를가지고있습니다.

사업수행실적

l 아파트투유

l 금융결제원

l JB�우리캐피탈모바일영업시스템

l 현대캐피탈스마트비즈니스

l 아주캐피탈스마트세일즈

l 한화채용시스템고도화/운영

2017

l KB차차차3.0�리뉴얼

l 한화리조트운영

l 한화드림플러스운영

l 한화불꽃플랫폼구축

l 사이판월드리조트웹사이트고도화

l 한화아쿠아플라넷티켓몰구축

2019

l 유니베라온라인영업시스템

l 한화그룹웹/모바일고도화

l 한화사회봉사단웹사이트고도화

l KB차차차2.0�리뉴얼

l 벨포레리조트웹/모바일구축

l 현대카드페이퍼리스

l 현대라이프FP현장지원앱

l 신한카드스마트비즈니스

2018

l 웰리힐리파크통합사이트구축

l 나이키바이유플랫폼구축

l 파리바게뜨갓구운빵구축

l 도로교통공사관제플랫폼구축

l 한화건설모바일차세대구축

l 한화불꽃플랫폼고도회/운영중

l 한화리조트모바일리뉴얼

2020

l 씨젠PR.�플랫폼구축중

l 한화리조트라이프플랫폼

l 미디어윌간병인플랫폼

l 한화VOC�설문플랫폼

l 사이판월드리조트구축

l 브리드호텔키오스크

l 아쿠아플라넷광교구축

2021

l 00700�모바일앱

l 푸디스트물류플랫폼

l 제이드팰리스구축

l 한화솔루션인사이트

l MUWA�BRNAD

l 농심메가마트멤버십

l 한화그룹뉴스DB�플랫폼

l 마티에오시리아예약플랫폼

l 마티에키오스크

2022



엑스티는 2011년부터지금까지많은프로젝트의수행을통해다양한비즈니스의노하우를가지고있습니다.

사업수행실적

l 대한적십자모바일사이트

l 한화그룹모바일사이트구축

l 월간디자인반응형웹사이트리뉴얼

l 유도IMC�모니터링시스템

l 한화리조트웹/모바일사이트구축

l 글래드호텔여의도웹사이트리뉴얼

2015

l 한화그룹한화인채용시스템구축

l 한화리조트모바일앱구축

l 신한카드올댓쇼핑모바일웹

l 롯데자이언츠모바일앱

l 기아자동차월드컵캠페인사이트구축

l 현대카드‘옆길로새’캠페인사이트구축

2014

l SK�이노베이션비즈니스사이트신규구축

l 정동극장웹사이트통합플랫폼구축

l 아큐브명동팝업스토어시스템구축

l J�Looks�매거진웹사이트구축

l 까사쇼핑몰구축

l 신한카드올댓쇼핑

l 크라이슬러지프챌린지플랫폼사이트구축

l 아디다스오리지널스룩북사이트제작

l 한화리조트웹사이트및플라자CC�웹사이트

2013

l 워커힐면세점쇼핑몰

l 현대카드큐브사이트리뉴얼

l 현대캐피탈스마트패드

l NE�Kids�프로그램구축

l 경동나비엔그룹웹사이트

l 삼성전자SmartSchoolServer�및API�구축

2012

l DONGYANG�PLANT

l TAFAWARE�BRANDS�KOREA

l REVART

l LOTTE�손해보험

l DONGBU�건설

l AIG�생명

l 우리투자증권

l 씨앤앰사이트구축

l SK금융상품몰

2011

l 한화리조트APP운영

l 한화미디어갤러리리뉴얼

l CJ�채용사이트웹/모바일웹리뉴얼

l CJ�그룹통합사이트구축

l 미래에셋황금똥APP구축/�운영

l 한화통합관리시스템구축

l 한화이글스APP운영

2016



SK텔링크

2022.03�~�2022.10�(구축중)

국제전화 00700

개발

Mobile�APP���� Vue�js +�Java�+�Spring

Admin�Web���� Vue�js +�Java�+�Spring

디자인

Figma,�illustrator

기획

Microsoft�office,�Teams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ktelink.sk00700



푸디스트

2022.02�~�2022.11�(구축중)

모바일물류플랫폼

개발

Mobile�APP���� React�Navtive +�Java�+�Spring

Admin�Web���� React.js�+�Java�+�Spring

디자인

Figma,�illustrator

기획

Microsoft�office,�Teams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lunchpass.hanwha



제이드팰리스

2022.02�~�2022.09�(구축중)

Golf�Club

개발

PC/�Mobile��Web�������� Java�+�Spring

Admin�Web����������������� Java�+�Spring

디자인

Figma,�illustrator

기획

Microsoft�office,�Teams

https://www.jadepalacegc.com/



한화솔루션

2022.02�~�2022.08

인사이트

개발

PC/�Mobile��Web�������� Java�+�Spring

Admin�Web����������������� Java�+�Spring

디자인

Figma,�illustrator

기획

Microsoft�office,�Teams

https://www.hanwhasolutions-insight.com/ 

https://www.hanwhasolutions-insight.com/


MUWA

2022.02�~�2022.08

BrandSite

개발

PC/�Mobile��Web�������� Java�+�Spring

Admin�Web����������������� Java�+�Spring

디자인

Figma,�illustrator

기획

Microsoft�office,�Teams

http://muwa.xtdev.co.kr/kr/main.do 



마티에오시리아

2022.02�~�2022.07�/�2022.08~�운영중

어플리케이션

개발

Mobile�APP���� React�Navtive +�Java�+�Spring

PC�Web���������� React.js�+�Java�+�Spring

Admin�Web��� React.js�+�Java�+�Spring

디자인

Figma,�illustrator

기획

Microsoft�office,�Teams

https://www.matie.com/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atie.android



마티에오시리아

2022.01�~�2022.07�/�2022.08~�운영중

키오스크

개발

KIOSK������������� React�Navtive +�C#

Admin�Web��� React.js�+�Java�+�Spring

디자인

Figma,�illustrator

기획

Microsoft�office,�Teams



농심메가마트

2022.01�~�2022.06�/�2022.07~�운영중

멤버십앱

개발

Mobile�APP���� React�Navtive +�Java�+�Spring

Admin�Web��� React.js�+�Java�+�Spring

디자인

Figma,�illustrator

기획

Microsoft�office,�Teams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egamart.mall



한화그룹

2022.01�~�2022.06�/�2022.07~�운영중

뉴스 DB�플랫폼

개발

Mobile�APP���� React�Navtive +�Java�+�Spring

Admin�Web���� React.js�+�Java�+�Spring

디자인

Figma,�illustrator

기획

Microsoft�office,�Teams

https://www.hanwha.co.kr/news/login



Seegene PR.com

2021.05�~�2022.2�/��2022.3�~�운영중

비즈니스플랫폼

개발

Mobile�APP���� React�Navtive +�Java�+�Spring

PC�Web���������� React.js�+�Java�+�Spring

Admin�Web��� React.js�+�Java�+�Spring

디자인

Figma,�illustrator

기획

Microsoft�office,�Teams

https://sgarchive.seegene.com/login



한화리조트

2021.03�~�2021.12�/�2022.01~�운영중

로컬라이브쇼핑플랫폼

개발

Mobile�APP���� Java�+�Spring�+�Native

PC�Web���������� Java�+�Spring

Admin�Web��� Java�+�Spring

디자인

Figma,�illustrator

기획

Microsoft�office,�Teams

https://www.local-live.co.kr/main.do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hanwha.loca
llive



미디어윌

2021.01�~�2021.07�(서비스중지)

간병인중개플랫폼

개발

Mobile�APP���� Vue�Navtive +�Java�+�Spring

PC�Web���������� Vue.js�+�Java�+�Spring

Admin�Web��� Vue.js�+�Java�+�Spring

디자인

Figma,�illustrator

기획

Microsoft�office,�Teams

https://naver.me/FFvLdibf

http://www.mediawillcare.com/



한화건설

2020.06�~�2021.02

모바일통합어플리케이션

개발

Mobile�APP���� Vue.js�+�Java�+�Spring

Admin�Web��� Vue.js�+�Java�+�Spring

디자인

Adobe�XD,�illustrator

기획

Microsoft�office,�Teams



도로교통공사

2020.09�~�2020.12�/�2021.01~�운영및고도화중

통합관제시스템

개발

PC�Web��������� Vue.js�+�Java�+�Spring

Admin�Web��� Vue.js�+�Java�+�Spring

디자인

Adobe�XD,�illustrator

기획

Microsoft�office,�Teams



브리드호텔
키오스크
2021.06�~�2021.07

개발

KIOSK������������� Vue.js�+�C#

Admin�Web��� Vue.js�+�Java�+�Spring

디자인

Figma,�illustrator

기획

Microsoft�office,�Teams



한화시스템

2021.06�~�2021.09�/�2021.10~�운영중

VOC�설문플랫폼



한화리조트
모바일리뉴얼
2019.11�~�2020.03�/�2020.04�~�운영중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kr.hanwharesort.HanhwaResort



KB캐피탈
KB차차차 APP
2019.01�~�2019.12�/�2020.01~12운영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kbc.cha.android



KB캐피탈
KB차차차WEB
2019.01�~�2019.12�/�2020.01~12운영

https://www.kbchachacha.com/public/main.kbc



한화
아쿠아플라넷티켓몰
2019.01�~�2019.04



나이키

2020.08�~�2020.12

NIKE�BY�YOU



도로교통공사

2020.09�~�2020.12

통합관제시스템



웰리힐리파크
통합사이트리뉴얼
2020.04�~�2020.11



워터플래닛
브랜드사이트구축
2020.04�~�2020.7



파리바게뜨

2020.10�~�2020.12

갓구운빵



불꽃플랫폼
PC/모바일
2020.01�~�2020.12



드림플러스
PC/모바일
2020.01~2020.12



한화
리조트운영
2019.01~



사이판월드리조트
웹사이트고도화
2019.04�~�2019.08



벨포레리조트
웹/모바일웹
2019.01�~�2019.04



한화사회봉사단
웹사이트고도화
2018.08�~�2018.10



한화그룹
웹/모바일웹고도화
2018.06�~�2018.08



유니베라
온라인영업시스템리뉴얼
2018.04�~�2018.12


